
플로블랑

찾아오시는 길

문의

일시  연중 수시 (세부 일정은 별도 협의)  장소  플로블랑 신용산점

플로블랑 신용산점  l  T. 02-3785-1003
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42 래미안용산더센트럴 B동 RB246호 (지하 2층)
(4호선 신용산역 3번출구  l  제오헤어 앞, 오다헤어 미용실 옆)

플로블랑
www.floblanc.com
instagram@flo_blanc_ 
blog.naver.com/flo_blanc_

G1. 동부이촌점  l  T. 02-477-1007
서울 용산구 이촌로 248, 한강맨션 31동 106-1호

G2. 신용산점  l  T. 02-3785-1003
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42, 래미안용산더센트럴 B동 RB246호 
(지하 2층)

F L O  B L A N C  
F L O W E R  C L A S S

나만의 감성충전시간, 플로블랑 플라워 클래스

여행사
약국

오다헤어 미용실

마샬 미용실

생활커피 3번
출구

아모레퍼시픽 LS타워

Bread&Co

제오헤어 스위트 밸런스

래미안상가

래미안상가 연결통로

4호선
신용산역

이비인후과

대중교통 이용 시

지하철
4호선 신용산역 3번출구 (도보 1분)
(래미안용산 더센트럴 단지내 상가 에스컬레이터 
타고 내려 오셔서 20m 직진)

버스
용산역 : 0213, 5012, 0017 502 
신용산역 : 149, 150, 151, 152, 500, 501, 502, 504, 506. 
507, 605, 750(A/B), 751, 752 0017 (청암동방향)
공항버스 : 6001

KTX
호남선 용산역 하차 
경부선 서울역 하차
1호선을 이용하여 용산역 하차

자가용 이용 시

원효대교,마포 여의도 방면
서울 철도차량 관리 앞 후면도로 이용

용호 방면
좌회전해서 서울 철도차량 관리단 앞 후면도로 이용

삼각지, 서울역 방면
LS빌딩 앞 우회전

서빙고, 국립중앙박물관 방면
용산역 앞 사거리에서 직진

한강대교 방면
용산역 사거리에서 좌회전

북

남

서 동

* 전자상가 교차로 진입로 폐쇄 주말에는 아이파크몰 전면도로 교통이 혼잡합니다.
* 플로블랑 구매 고객에게는 무료 주차권을 드립니다.



일반 프로그램

플로블랑 플라워 클래스

스페셜 프로그램

그룹 프로그램

  각 코스별 클래스 운영시간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소요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각 코스별 클래스 비용에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  클래스 등록은 클래스비용 완불과 동시에 최종 등록처리 됩니다.
  각 코스별 클래스는 당일 변경 및 취소 불가하며 수강횟수에서 차감됩니다. 
   또한, 이에 따른 클래스 비용 환불이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.
  스케줄은 클래스 예정일 2일 전 통보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.

[안내사항]

커리큘럼은 시즌에 따라 변경되며 사전조율하여 진행합니다.
(꽃다발, 꽃바구니, 센터피스, 화병꽂이, 플라워박스 가드닝, 테라리움, 리스, 부케 등)

구분 클래스 횟수 소요시간 개요 금액

정규

베이직 8회 60 - 90분

꽃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부터 꽃에 대해 체계적으로 
배워 보고자 하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
수강할 수 있는 플라워 입문과정. 
꽃의 컨디셔닝과 조합 등 플라워에 대한 기초지식과 
경험을 습득하는 초급클래스. 
* 소/중형작품 (다양한 꽃 소재 사용)

문의

어드밴스 8회 90 - 120분

플로블랑 베이직코스 이수자 혹은 타 플라워클래스
(초급과정)를 수강했던 적이 있는 분들을 위한 중급과정. 
원하는 스타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테크닉을 
트레이닝하는 중급클래스.
* 중/대형작품 (다양한 꽃소재와 수입꽃 사용)

문의

프로패셔널 10회 90 - 120분

플로블랑 어드밴스드코스 이수자 혹은 타 플라워클래스
(중급과정)를 수강한 분들을 위한 고급과정.
대형작업을 통해 고난도 테크닉을 익힘과 동시에 다양한 
색감과 디자인 연출을 트레이닝 하는 실전형 고급클래스. 
* 대형작품 (다양한 꽃소재와 수입꽃 사용)

문의

취미

원데이 1회

50 - 60분
일반적인 4가지 커리큘럼을 다양한 꽃소재로 
컨디셔닝부터 배워보는 클래스 (초보자가능)
* 소/중형작품 (다양한 꽃소재 사용)

문의

코스 4회 문의

커리큘럼

 

구분 클래스 횟수 소요시간 개요 금액

웨딩 원데이 1회 60 - 90분

셀프웨딩을 준비하시는 분 혹은 직접 만든 부케로 
특별한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원데이클래스. 
플로블랑의 감각적인 부케디자인을 플로리스트의 
지도에 따라 직접 제작해보는 고객 맟춤형 클래스.
* 구성 : 부케 1, 부토니에 1

문의

가드닝

원데이 1회

60 - 90분

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접하며 내 공간을 채워줄 
식물을 직접 엄선하여 심어보는 시간.  
식물에 대한 기초지식과 관리방법을 콤팩트하게 
익히는 가드닝 클래스.

문의

코스 4회 문의

키즈그룹
(3인이상)

원데이 1회

30 - 40분

어린 아이의 개성 있는 재능표현력과 소통능력 향상에 
탁월한 플로블랑 키즈 플라워 클래스는 꽃과 교감하며 
자연의 감성을 채우는 자연친화적 플레잉 타임.
* 키즈클래스 대상 : 6~13세 
* 커리큘럼은 시즌에 따라 변경됩니다.

문의

코스 4회 문의

구분 클래스 횟수 소요시간 개요 금액

4인이상
(일반/동호회)

원데이 1회

50-60분

점심시간/퇴근 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
그룹 꽃꽂이클래스.일상을 잊고 좋은 향과 
예쁜 꽃으로 일상의 피로를 씻으며 자신을 
위로해주는 시간. 컨디셔닝 되어있는 꽃을 
각자의 개성을 살려 만들어보는 그룹클래스.

* 수준별 클래스 선택가능. (step1/step2/step3)
* 한 클래스 최대인원 : 10명
   (10명 초과시 스케줄 조율하여 진행가능합니다.)

문의

정기 월 1회

커리큘럼 커리큘럼은 시즌에 따라 변경되며 사전조율하여 진행합니다.


